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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과 2019 년에 매년 약 3 % 성장이 꾸준히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 2018 2019 

GDP 3.1 3.0 3.0 

민간소비 2.6 2.9 2.7 

총고정자본형성 8.6 4.0 2.3 

수출 1.9 3.5 4.3 

수입 7.0 5.5 3.7 

실업률 3.7 3.8 3.7 

소비자물가상승률 1.9 1.6 2.0 

경상수지 (GDP 대비 %) 5.1 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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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경기 전망; 통계와 추정 (데이터베이스) 

연간 증감률로 2010년 가격기준 물량임 



성장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느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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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경기 전망: 통계와 추정 (데이터베이스). 

연 평균 GDP 증가율(%) 



수출 증가율은 가파르게 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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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경기 전망:: 통계와 추정 (데이터베이스). 

연 평균 수출 증가율(%) 



 

 

노동생산성은 낮고 노동 투입¹은 높다  

 
2016년 OECD 국가들의 상위 절반 대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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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자료의 이용은 일인당 총 근로시간으로 추정되었다.  

출처: OECD 경기 전망, 통계와 추정 (데이터베이스).  



인구 고령화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6 
출처:  OECD 인구통계와 인구 (데이터베이스) 



고용 율은 여성과 청년층1에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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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출처: OECD 고용 및 노동 시장 통계 (데이터베이스) 



임금 불평등은 높고 증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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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위 대비 90 분위 비율 

출처: OECD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총 고용 대비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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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 8월.  



성별 임금 격차는 OECD에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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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남성과 여성의 중위소득간 차이 

출처: OECD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 



빈곤률은 고령층에서 높다 

상대 빈곤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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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중앙값의 절반 이하 소득을 가진 인구 비율로 정의됩니다.  

출처: OECD 소득 분배와 빈곤 (데이터베이스) 



2016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가 중위 임금 수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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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출처: OECD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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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오염은 높고 증가 중이다 

세제곱 미터 당 마이크로 그램의 PM 2.5 노출 

출처 :OECD 녹색 성장 지표 (데이터베이스) 



 

생산성과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기업 집단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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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계속 증가 중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상위 4대 기업집단 지배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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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상위 30 개 기업집단  대비 상위 4 개 기업집단 비중 (2011 년은 괄호 안에 표시) 

출처: 연합뉴스, 2017년 5월 21일. 



내부 소유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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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소유권 = 지배 주주 및 계열사가 보유하는 지분 

1. 2011-16년에 2-3%를 차지한 다른 내부 소유자들을 포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이윤은 기업 내부 거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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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업 내부 거래로 분류된 기업집단과 계열사의 이익 격차¹  

1. 개별 기업의 수익률에서 자신이 속한 기업집단의 수익률을 뺀 값. 따라서 양수는 개별 기업이 기업집단보다 

      수익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2.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의 회사 구매액이 전체 구매액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비율. 

3.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의 회사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비율. 

출처:  Lee and Park (2016). 



이윤은 내부 소유권과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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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기업의 수익률에서 자신이 속한 기업집단의 수익률을 뺀 값.   

출처: Lee and Par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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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LSA 및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약하다고 평가된다 

95 개 질문 항목을 포함한 조사에 기초한 2016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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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익률로 본 “한국 디스카운트”  

출처: Bloomberg.   



기업집단에 부과된 핵심 규제들 부과 일자 

교차 출자 금지 1987년 4월 

계열 금융 및 보험 회사들에 대한 의결권 제한  1987년 4월 

지주회사 설립 금지 1987년 4월 

기업집단 내 기업들에 의한 주식투자 총액의 상한선 1987년 4월 

핵심 활동에 더 많은 집중을 유도하는 전문화 정책 1991년 

채무 보증 금지 1993년 4월  

“빅 딜" – 8개 핵심 산업들에서 그룹 회사들의 스왑 1998년 7월 

대규모 그룹 내부 거래 공개 요구 2000년 4월 

비상장 회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 공개 요건 2005년 4월 

기업집단 상황 공개 요건 2009년 6월 

사적 이익 추구 제한 2014년 2월 

새로운 순환 출자 금지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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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에  

부과된 규제의 틀이 광범위하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 수입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해서 상품시장 경쟁을 강화.  
 

2. 기업지배구조 개선: 
 

•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 제고로 역할 강화 

•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 역할 축소 

• 사외이사가 모든 상장기업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도록 요구 

• 사외이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요구 
 

3. 부패 혐의로 유죄가 선고 된 기업 임원들에게 대통령 
사면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부 약속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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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들 (1) 



4. 특히 그룹 내부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 소송 및 주주 
대표 소송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개혁 실시. 
 

5.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스튜어드쉽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기관 투자가,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모니터링 
역할 강화.  
 

6. 내부자 소유가 감소함에 따라 기업 통제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화를 막는 장애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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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들 (2)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의  

역동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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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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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OECD.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근로자 당 부가가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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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2014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비중 



기업들의 퇴출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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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2017년 한 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4년도 또는 가장 최근 연도에 기업들 중 퇴출기업들 수 비중 



청년들 기업가정신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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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또는 신규 사업 관련된 비중으로 정의됨.  
출처: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2013).  

2012 년 18 세에서 34 세 사이 인구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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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핵심 디지털 기술 사용에 

상당히 뒤쳐져있다 

2016 년 빅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각각의 고용 규모별 기업들 비율 

출처:  OECD (2017e), OECD 디지털 경제 전망 2017.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덜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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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로 혁신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한 기업들, 2012 ~ 14¹ 

1. 제품 또는 프로세스 혁신에 종사하는 기업의 비율. 한국의 경우 2013-15 년 자료입니다.  

출처:  OECD (2017f), OECD 과학, 기술과 산업 스코어보드 2017. 



서비스 R&D가 OECD에서 가장 낮다 

32 

2015년 비즈니스 기업 R&D 비중 

출처:  OECD (2017f). 



서비스 생산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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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100; 2010 년 부가가치 가격에 기초한 2017 년 가격 

출처:  OECD 국민 계정 통계 (데이터베이스); OECD 구조 분석 통계 (데이터베이스).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높다 

34 

출처: OECD (2018),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2018.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정부 보증 



1. 포괄적 인 네거티브리스트 규제 시스템 도입. 

2. 신기술 및 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기존의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들의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허용 (예 : 규제 샌드 박스).  

3. 파산한 기업에 대한 개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산 체제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의 낮은 기업 
퇴출율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자원을 재 
할당하도록 장려.  

4. 민간 대출 기관에 기술력 분석을 제공하는 공공 
기관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기술에 기반한 
대출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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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과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제언들 (1)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정부 보증 



5. 중소 기업에 제공되는 지원 성과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졸업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이 그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지 확인.  

6. 중소기업의 노동 시장 불일치 및 노동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직업 교육의 질과 가용성 
증대. 

7.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 
디지털화를 더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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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과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제언들 (2) 



더 많은 정보는… 

www.oecd.org/eco/surveys/economic-survey-kore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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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s:  

The statistical data for Israel are supplied by an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Israeli authorities. The use of such data by the OECD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the Golan Heights, East Jerusalem and Israeli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under the terms of international law. 

This document and any map included herei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or sovereignty over any territory, to the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frontiers and boundaries and to the name of any territory, city o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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